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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블랙매트릭스를 구비한 평판표시장치 및 그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블랙매트릭스를 구비한 평판표시장치 및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평판표시장치는 화소전극을 제외한 상기 절연기판의 전면상에 형성된 불투명 도전막과; 상기 불투명 도전막의
일부분을 노출시키는 콘택홀을 구비한 절연막과; 게이트 전극과, 상기 콘택홀을 통해 상기 불투명 도전막에 연결되는 소오
스/드레인 전극용 도전패턴을 구비한 박막 트랜지스터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3a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유기전계 발광표시소자의 단면구조도,

  도 2a 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유기전계 발광표시소자의 단면구조도,

  도 2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유기전계 발광표시소자의 평면구조도,

  도 3a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유기전계 발광표시소자의 단면구조도,

  도 3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유기전계 발광표시소자의 평면구조도,

  도 4는 그의 증착두께에 따라 금속성분이 높고 투명막의 성분이 낮은 금속과 투명막의 혼합층의 금속과 투명막의 성분을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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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200 : 절연기판 105, 205 : 블랙 매트릭스

  115, 215 : 버퍼층 120, 220 : 반도체층

  125, 225 : 게이트 절연막 131, 231 : 게이트 전극

  135, 235 : 층간 절연막 141, 142, 241, 242 : 소오스/드레인 전극

  150, 250 : 보호막 160, 260 : 화소전극

  170, 270 : 평탄화막 180, 280 : 유기 EL층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평판표시장치 및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블랙매트릭스를 구비한 배면발광형 유기전
계 발광표시소자 및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 1a는 종래의 유기전계 발광표시소자의 단면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도 1b는 종래의 유기전계 발광표시소자의 평면구
조를 도시한 것으로서, 도 1a는 도 1b의 I-I 선에 따른 단면구조이다.

  도 1a를 참조하면, 투명한 절연기판(10)은 화소전극이 형성되는 제1영역(11)과 박막 트랜지스터(TFT)와 캐패시터가 형
성되는 제2영역(12)으로 구분된다. 상기 절연기판(10)상에는 버퍼층(15)이 형성되고, 버퍼층(15) 상부의 상기 제2영역
(12)에는 소오스/드레인 영역(21), (22)이 형성된 반도체층(20), 게이트 전극(31) 그리고 콘택홀(41), (42)을 통해 각각 소
오스/드레인 영역(21), (22)과 연결되는 소오스/드레인 전극(51), (52)을 구비한 박막 트랜지스터와, 제1전극(32)과 제2전
극(53)을 구비한 캐패시가 형성된다. 그리고, 반도체층(20), 게이트 전극(31) 및 제1전극(32) 그리고 소오스/드레인 전극
(51), (52) 및 제2전극(53)사이에는 절연막, 즉 게이트 절연막(30), 층간 절연막(40)이 형성된다.

  기판전면에 보호막(60)이 형성되고, 상기 보호막(60)상에는 상기 소오스/드레인 전극(51), (52)중 하나, 예를 들면 드레
인 전극(52)과 비어홀(61)을 통해 연결되는 화소전극(70)이 애노드전극으로서 형성되고, 상기 화소전극(70)을 포함한 보
호막(60)상에는 상기 화소전극(70)의 일부분을 노출시키는 개구부(81)를 구비한 평탄화막(80)이 형성된다. 상기 개구부
(81)에는 유기 EL층(90)이 형성되고, 그위에 배면발광용 불투명전극인 캐소드전극(95)이 형성된다.

  도 1b를 참조하면, 상기 유기전계 발광표시소자는 다수의 신호선, 즉 화소를 선택하는데 사용되는 게이트 라인(35)과, 데
이터신호를 인가하는 데이터 라인(55) 그리고 모든 화소에 동일한 공통전압(Vdd)을 인가하여 구동용 박막 트랜지스터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기준전압을 부여하는 전원공급선(Vdd line, 56)을 구비한다.

  상기 신호선들(35, 55, 56)에 의해 한정된 각 화소영역마다 화소가 각각 배열되는데, 각 화소는 상기 신호선들에 연결된
다수의 박막 트랜지스터, 예를 들면 2개의 트랜지스터와 하나의 캐패시터 및 유기 EL소자로 이루어진다.

  AMOLED(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evice)와 같은 평판표시소자는 스위칭소자와 상기 스위칭소자에 전
원을 인가하기 위한 여러 배선들로 이루어지는데, 배선용 금속물질에 의해 외부광이 반사되어 콘트라스트(contrast)가 크
게 저하된다. 즉, 도 1a에 도시된 바와같이 캐패시터의 하부전극을 구성하는 게이트 전극물질, 소오스/드레인 전극 및 캐패
시터의 상부전극을 구성하는 소오스/드레인 전극물질 그리고 음극을 구성하는 음극물질 등에 의해 외부광이 반사되어 콘
트라스트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종래에는 전면에 고가의 편광판을 부착하여 외부광의 반사에 의한 콘트라스트의 저하를 방지하였으나, 고가의 편광판 사
용에 따른 제조 원가의 상승을 초래하할 뿐만 아니라 편광판 자체가 유기 전계발광층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의 일부를 차단
하여 투과도를 저하시킴으로써 휘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도 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의 층상에서 2개의 신호선이 서로 전기적으로 분리되도록 형성되어야 하므로, 공정
중 발생된 도전성 파티클에 의해 서로 인접하게 배열되는 데이터 라인(55)과 전원공급선(56)간에 인라인 쇼트(도 1b의
59)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라인 결함(line defect)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같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블랙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외부광 반
사를 방지하여 콘트라스트 증가 및 저가격화를 도모할 수 있는 평판표시장치 및 그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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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블랙매트릭스를 공통전원선으로 이용하여 인라인 쇼트를 방지하고 전원전압 강하를 방지할 수 있
는 평판표시장치 및 그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블랙 매트릭스를 캐패시터의 전극으로 이용하여 캐패시턴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평판표시장치 및
그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삭제

  본 발명은 화소전극을 구비한 평판표시소자에 있어서, 상기 화소전극을 제외한 상기 절연기판의 전면상에 형성된 불투명
도전막과; 상기 불투명 도전막의 일부분을 노출시키는 콘택홀을 구비한 절연막과; 게이트 전극과, 상기 콘택홀을 통해 상
기 불투명 도전막에 연결되는 소오스/드레인 전극용 도전패턴을 구비한 박막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평판표시장치를 제공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불투명 도전막은 블랙 매트릭스 및 전원공급선의 역할을 한다. 상기 불투명 도전막은 Mo 또는 Cr 과 같은 반사율이
낮은 금속물질 또는 그의 증착두께에 따라 금속성분이 높고 투명막의 성분이 낮은 금속과 투명막의 혼합층으로 이루어진
다.

  본 발명의 평판표시소자는 상기 불투명도전막으로된 제1전극과; 상기 게이트 전극과 동일 물질로 된 제2전극과; 상기 소
오스/드레인 전극과 동일한 물질로 된 상기 도전패턴모양의 제3전극을 구비한 캐패시터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3전극과
제1전극은 상기 콘택홀을 통해 서로 병렬 연결된다.

  또한, 본 발명은 화소전극을 구비한 평판표시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화소전극을 제외한 상기 절연기판의
전면상에 블랙 매트릭스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블랙 매트릭스를 포함한 기판전면상에 제1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1절연막상부에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와; 기판전면에 제2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1 및 제2절연막
을 식각하여 상기 블랙 매트릭스의 일부분을 노출시키는 콘택홀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콘택홀을 통해 상기 블랙 매트릭
스와 연결되는 소오스/드레인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평판표시장치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에 의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배면발광구조의 유기전계 발광표시소자의 단면구조를 도시한 것이고, 도 2b는 평면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도 2a는 도 2b의 II-II 선에 따른 단면구조를 도시한 것으로서, 하나의 화소 즉, 하나의 화소영역
(104)에 국한시켜 도시한 것이다.

  도 2a 및 도 2b를 참조하면, 화소전극이 형성될 제1영역(101)과, TFT와 캐패시터가 형성될 제2영역(102)을 구비한 기
판(100)이 제공된다.

  블랙매트릭스(105)가 상기 화소전극이 형성되는 제1영역(101)을 제외한 기판(100)상에 형성된다. 상기 블랙매트릭스
(105)는 다수의 신호선 즉, 게이트 라인(130), 데이터 라인(140) 및 전원공급선(147)에 의해 한정되는 화소영역(104)의
개구부(175)만이 노출되도록 기판(100)의 전면상에 형성된다. 상기 블랙 매트릭스(105)는 외부광의 반사를 방지하기 위
하여 불투명한 물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기 블랙 매트릭스(105)를 위한 물질로는, 반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Cr, Mo 등
과 같은 금속물질을 사용하거나 또는 CrOx, MoOx 등과 같은 불투명 절연물질을 사용한다. 또한, 상기 블랙매트릭스(105)
를 위한 물질로 그의 증착두께에 따라 금속성분이 높고 투명막의 성분이 낮은 금속과 투명막의 혼합층을 사용할 수도 있
다. 상기 블랙 매트릭스(105)용 혼합층은 SiO2, SiNx, ITO 와 같은 투명막과 Al, Cr, Mo, W, Ti, Ag, Cu 등과 같은 금속물

질을 코-스퍼터링(co-sputtering)으로 동시에 증착하여 형성한다.

  도 4은 상기 혼합층의 증착 두께에 따른 금속과 투명막의 성분 분포를 도시한 것으로서, 상기 혼합층은 그의 증착 두께
(d)에 따라 금속성분의 조성이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투명막의 성분은 낮아지도록 형성된다. 즉, 투명막의 성분은 외부광이
입사하는 방향으로 광의 입사깊이(r)에 따라 그의 조성이 점진적으로 감소되도록 분포하고, 금속성분은 점진적으로 증가
하도록 분포하여, 상기 혼합층의 증착 두께의 약 1/2영역에서는 투명막 성분과 금속성분이 거의 동일하게 존재하도록 한
다.

  따라서, 상기 혼합층은 투명막과 금속의 반비례적인 조성비의 분포가 점진적으로 서서히 변화되므로, 입사되는 외부광의
반사보다 흡수가 일어나 외부광의 반사가 억제되고, 이에 따라 외부광의 반사를 방지하기 위한 블랙 매트릭스로서의 기능
을 수행하게 된다.

  상기 블랙 매트릭스(105)를 포함한 기판(100)상에 버퍼층(115)이 형성되고, 상기 제2영역(102)의 상기 버퍼층(115)상
에 소오스/드레인 영역(121), (122)이 형성된 반도체층(120)과, 그의 상부에 형성된 게이트전극(131)과, 콘택홀(136),
(137)을 통해 상기 소오스/드레인 영역(121), (122)과 각각 콘택되는 소오스/드레인 전극(141), (142)을 포함하는 박막 트
랜지스터가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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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제2영역(102)상에는 상기 게이트 전극(131)과 동일 물질로 이루어진 제1전극(132)과 상기 소오스/드레인 전극중
하나, 예를 들면 소오스전극(141)과 연결되는 제2전극(143)을 구비한 캐패시터가 형성된다. 상기 반도체층(120), 게이트
전극(131) 및 제1전극(132), 그리고 소오스/드레인 전극(141), (142) 및 제2전극(143)사이에는 게이트 절연막(125)과 층
간 절연막(135)이 각각 형성된다.

  상기 소오스/드레인 전극(141), (142)중 하나, 예를 들면 드레인 전극(142)의 일부분을 노출시키는 비어홀(155)을 구비
한 보호막(150)이 기판전면에 형성되고, 보호막(150)상에는 상기 비어홀(155)을 통해 상기 드레인 전극(142)과 콘택되는
화소전극(160)이 형성된다.

  상기 화소전극(160)을 포함한 보호막(150)상에 상기 화소전극(160)을 노출시키는 개구부(175)를 구비한 평탄화막(170)
이 형성되고, 그위에 유기 EL층(180)과 캐소드전극(190)이 형성된다.

  상기한 바와같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유기전계 발광표시소자는 개구부를 제외한 기판 전면에 블랙 매트릭스
(105)를 형성하여 게이트 및 소오스/드레인 전극등과 같은 금속배선에 의한 외부광의 반사를 방지할 수 있다.

  도 3a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유기전계 발광표시소자의 단면구조를 도시한 것이고, 도 3b는 본 발명의 다른 실
시예에 따른 유기전계 발광표시소자의 평면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도 3a는 도 3b의 III-III 선에 따른 단면구조로서, 하나의
화소 즉, 하나의 화소영역(204)에 국한시켜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유기전계 발광표시소자는 기판상에 도전성 물질을 형성하여 블랙매트릭스와 전원공급선
으로 채택한 구조를 갖는다. 화소전극(260)이 형성된 제1영역(201)을 제외한, 박막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터가 각각 형성된
절연기판(200)의 제2영역(202)과 제3영역(203)에 불투명 도전막(205)이 형성된다. 즉, 상기 불투명 도전막(205)은 상기
제1영역(201)에 형성된 개구부(275)를 포함한 화소전극(260)이 노출되도록 기판전면에 형성되어진다.

  상기 불투명 도전막(205)은 기판전면에 형성되어, 게이트선(230)과 데이터선(240)에 의해 한정되는 화소영역(204)마다
형성되는 박막 트랜지스터에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기 콘택홀(239)은 각 화소영역마다 형성되어, 이 콘택홀(239)
을 통해 상기 각 화소영역(204)마다 형성된 캐패시터의 제2전극(243)과 소오스전극(241)으로 작용하는 섬형태의 도전패
턴(245)이 전원공급선의 역할을 하는 불투명 도전막(205)에 연결되어진다.

  따라서, 상기 불투명 도전막(205)은 외부광의 반사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콘택홀(239)을 통해 소오스/드레인 전극(241),
(242)중 하나, 예를 들어 소오스 전극(241)과 전기적으로 연결되므로, 각 화소마다 공통적으로 인가되는 전원전압(Vdd)은
불투명 도전막(205)으로부터 소오스전극(241)으로 인가되어진다.

  이때, 상기 불투명 도전막(205)으로는 Cr 또는 Mo 등과 같은 반사율이 낮은 물질을 사용하거나, 도 4에서와 같이 투명막
과 금속을 코스퍼터링하여 형성한 혼합층을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는 블랙 매트릭스(205)가 전원공급선의 역할 뿐만 아니라 캐패시터의 전극으로도 작용
한다. 그러므로, 다른 실시예에 따른 캐패시터구조는 블랙매트릭스(205)와 제1전극(232) 그리고 이들사이의 게이트 절연
막(225)으로된 유전막으로 구성된 제1캐패시터와, 제1전극(232)과 제2전극(243) 그리고 이들사이의 층간 절연막(235)으
로된 유전막으로 구성된 제2캐패시터로 이루어져, 블랙 매트릭스(205)와 제2전극(243)이 콘택홀(239)를 통해 연결되는
병렬구조를 이룸으로써 캐패시턴스를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 개구율을 향상시킨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블랙매트릭스를 화소영역을 제외한 기판전면에 형성하였으나, 반도체층이 형성될 부위에도 블
랙 매트릭스를 형성하지 않고 단차를 형성하여 줌으로써, 반도체층을 위한 비정질 실리콘막의 결정화공정시 표면 거칠기
를 개선할 수 있다. 이는 비정질 실리콘막이 결정화되면서 일어나는 부피팽창이 단차부위로 전파되어 표면 거칠기를 개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를 배면발광형 유기전계 발광표시소자에 국한시켜 설명하였으나, 액티브 매트릭스 액정표시소자
에도 적용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화소영역을 제외한 기판전면에 블랙 매트릭스를 형성하여 줌으로써 외부광의 반사에
의한 콘트라스트 저하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가의 폴라라이저를 사용하지 않으므로써 전체적인 휘도증가와 저
가격화를 이룰 수 있다.

  또한, 블랙 매트릭스를 전원공급선으로 사용하므로써, 이웃하는 신호선들간의 인라인 쇼트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공통전원전압을 4방향에서 인가하고 전원공급선이 라인형태가 아니라 전면형성되므로 전압강하를 방지할 수 있다.

  게다가, 본 발명에서는 블랙 매트릭스를 캐패시터의 전극으로도 사용함으로써 2개의 캐패시터가 병렬연결된 구조를 가
지므로, 캐패시턴스를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 개구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 청구
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
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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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화소전극을 구비한 평판표시장치에 있어서,

  상기 화소전극을 제외한 상기 절연기판의 전면상에 형성된 불투명 도전막과;

  상기 불투명 도전막의 일부분을 노출시키는 콘택홀을 구비한 절연막과;

  게이트 전극과, 상기 콘택홀을 통해 상기 불투명 도전막에 연결되는 소오스/드레인 전극용 도전패턴을 구비한 트랜지스
터를 포함하며, 상기 불투명 도전막은 블랙 매트릭스 및 전원공급선의 역할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판표시장치.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불투명 도전막은 반사율이 낮은 금속물질로서, Mo 또는 Cr중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평판표시장치.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불투명 도전막은 그의 증착두께에 따라 금속성분이 높고 투명막의 성분이 낮은 금속과 투명막의
혼합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펑판표시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혼합층을 위한 투명막으로 SiO2, SiNx 또는 ITO중 하나가 사용되고, 금속으로 Al, Cr, Mo, W, Ti,

Ag, Cu 중 하나가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판표시장치.

청구항 11.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불투명 도전막으로 된 제1전극과;

  상기 게이트 전극과 동일 물질로 된 제2전극과;

  상기 소오스/드레인 전극과 동일물질로 된 도전패턴모양의 제3전극을 구비한 캐패시터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3전극과 제1전극은 상기 콘택홀을 통해 서로 병렬로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판표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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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화소전극을 구비한 평판표시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화소전극을 제외한 상기 절연기판의 전면상에 블랙 매트릭스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블랙 매트릭스를 포함한 기판전면상에 제1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1절연막상부에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와;

  기판전면에 제2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1 및 제2절연막을 식각하여 상기 블랙 매트릭스의 일부분을 노출시키는 콘택홀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콘택홀을 통해 상기 블랙 매트릭스와 연결되는 소오스/드레인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블랙 매트릭
스는 전원공급선으로 작용하여 공통 전원전압을 콘택홀을 통해 상기 소오스/드레인 전극으로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평판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블랙 매트릭스는 불투명한 절연물질로서, CrOx 또는 MoOx중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평판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블랙 매트릭스는 그의 증착두께에 따라 금속성분이 높고 투명막의 성분이 낮은 금속과 투명막의
혼합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펑판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혼합층은 SiO2, SiNx 또는 ITO중 하나의 투명막과 Cr, Mo, W, Ti, Ag, Cu 중 하나의 금속을 코스

퍼터링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판표시장치의 제조방법.

도면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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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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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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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4

등록특허 10-0491143

- 9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a
	도면1b
	도면2a
	도면2b
	도면3a
	도면3b
	도면4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명세서 1
 도면의 간단한 설명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2
  발명의 목적 2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2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2
  발명의 구성 및 작용 3
  발명의 효과 4
청구의 범위 5
도면 6
 도면1a 6
 도면1b 7
 도면2a 7
 도면2b 8
 도면3a 8
 도면3b 9
 도면4 9
